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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석유화학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들 공정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 중 RFCC(Residual Fluid Catalytic Cracking; 

중질유분해) 공정은 유동화된 촉매 속에 상압잔사유를 주입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연료유를 고부가가치의 경질제품(프로필렌, 가솔린, 경유 등)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정유시설이다. 현재 국내에는 정유설비에 대한 가동 중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반해, 선진국은 1960년대 이후부터 

감마선을 이용한 공정진단 기술을 연구하여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본 실험은 국내에서의 감마선을 이용한 석유화학 설비의 공정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RFCC 설비의 일부분인 catalyst cooler와 catalyst riser를 

대상으로 gamma scan 실험을 수행하 다. Catalyst cooler(촉매 냉각탑)는 

사용된 촉매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촉매를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써, 

가동 중에 내부 촉매의 유동상태를 확인하고 내부에 비정상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실험을 수행하 다. 한편 catalyst riser는 oil과 steam 

그리고 catalyst를 혼합하여 다음 공정인 싸이클로트론으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써, 현재 catalyst riser 내부에 오랜 운전에 의한 coke 생성유무와 

생성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실험은 catalyst cooler와 riser에 대한 

원인분석 및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봉감마선원(
60Co)과 계측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실험대상 설비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감마선원과 맞은편에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일정간격으로 감마선 투과계측을 하 다. 계측결과로부터 설비 내부에 

존재하는 촉매와 다른 도분포 구간을 발견하 고, 이는 추후 현장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다.  감마선을 이용한 RFCC 부속설비에 대한 gamma 

scan 기술이 내부 미디어의 도 분포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인 

진단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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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ith a quantitative growth of the petroleum industry, a considerable annual budget 

is spent on the maintenance and repairs of facilities related to the processes in the 

industry. Among them, the RFCC(residual fluid catalytic cracking) is a highly 

value-added unit which converts gas oil and heavier streams to lighter, more valuable 

products such as propylene, gasoline by an injection of an atmospheric residue into a 

fluidied catalyst. The diagnosis techniques of the petroleum facilities in operation in 

Korea are few but the studies on them by using gamma-ray have been lead by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1960's, now they are in the final stages of merging them 

into a commercial service. 

In this study, field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reasons for an 

abnormal operation in the catalyst cooler and the catalyst riser belonging to the RFCC 

unit respectively and to estimate the amount of severity by using a sealed gamma-ray 

source(60Co). The catalyst cooler functions, cooling for the regeneration of a catalyst, 

which will be used for a new media in the RFCC unit. The catalyst riser, while, 

plays an important part in transporting to the next cyclotron steps by the mixing of 

an oil, steam and a catalyst mechanical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establishing 

the condition of catalyst flow pattern and confirm whether the coke was produced in 

an internal process or not. Gamma radiation counts were measured by a detector(NaI) 

positioned outside the pipe-wall diametrically, opposite to the gamma source, with a 

regular space. From the results, a section displaying a difference from the distribution 

pattern of a nearby catalyst in a facility was found. And this became the definitive 

information to a process operator. Diagnosis technique by using gamma radiation 

source has been proven to be an effective and reliable method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a media distribution in a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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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유화학 공정은 대표적인 장치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일렬의 공정이 서로 

집되어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지 내에는 가스, 위험물 등 유

해화학 물질 수십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와 타워가 서로 인접하여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배관의 부식 및 결함은 큰 화재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연쇄폭발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에 접어든 

국내 정유설비의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수명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설비진단을 위한 비파괴검사방법으로는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액체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초음파탐상시험(ultrasonic test),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와전류탐상시험(eddy current test)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피검체표면의 이상유무 검출에 국한되어 있거나, 해석자의 많

은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하며 실험 재연성과 적용가능 구조물에 한계가 존재한다.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관련 산업시설에 대해 감마선을 이용

한 공정 진단기술이 연구되면서 성능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감마선 응용기술이 

시도된 후 공정진단을 위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가 미흡한 수준이며 연구소를 중심으로 몇몇 시도된 적

이 있을 뿐이다. 감마선을 이용한 배관진단 기술은 방사선 투과시험과 방사성동위

원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x선을 이용한 필름감광법을 이용하지 않고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검출장치를 이용하여 계수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필름감광법에서 필름의 선명한 해상도를 위해 요

구되는 장시간의 방사선 노출시간을 현저히 줄 으며, 필름 감광에 필요한 방사선 

세기에 비하여 수십∼수백분의 일 수준으로 낮추어 실험자의 안전은 물론 주변 

level guage 등의 오작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이

용함으로써 구조적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정의 중단없이 

피검사체에 대한 가동 중 진단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 연구배경

석유화학설비 중 RFCC(Residual Fluid Catalytic Cracking; 중질유분해) 공정

은 유동화된 촉매 속에 상압잔사유를 주입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연료유를 고부가



- 2 -

가치의 경질제품(프로필렌, 가솔린, 경우 등)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정유시설이

다. 실험은 RFCC 설비의 일부분인 catalyst cooler와 catalyst riser를 대상으로 

gamma scan을 하 다. Catalyst cooler(촉매 냉각탑)는 사용된 촉매를 재사용하

기 위하여 촉매를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써, 현재 동일한 규모의 2기가 

운전되고 있으며 가동 중에 내부 촉매의 유동상태를 확인하고 내부에 비정상적으

로 비어있는 공간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실험을 수행하 다. 한편 catalyst riser도 

역시 RFCC 설비의 일부분으로서 oil과 steam 그리고 catalyst를 혼합하여 다음 

공정인 싸이클로트론으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써 현재 가동 중에 있는 

catalyst riser 내부에 오랜 시간의 운전에 의한 coke 생성유무와 생성위치를 확인

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봉 감마선원(Co-60)을 이용하여 투과 감마선의 세기를 위치

별로 측정함으로써 내부 도의 변화로부터 공정의 가동 중 내부상황에 대한 정

보를 얻는다. 이는 공정의 운전에 전혀 향을 주지 않으며, 측정결과는 시설의 

운전효율과 이상현상의 원인 분석 등에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수작업이 필요

한 경우 공정의 shut down 시간을 줄이고 작업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1.2 연구목적

실험은 중질유분해공정(RFCC)의 catalyst cooler와 catalyst riser를 대상으로 

가동 중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하여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

하고자 하 다.

1) Cat. Cooler : 공정의 가동 중 촉매의 유동상태와 내부 도분포 이상측정

2) Cat. Riser  : 가동 중인 공정 내 coke 생성유무 및 위치파악

⊙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선량률 : 

‧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 Co-60

‧ 동위원소 상태       : 봉선원

‧ 반감기(half life)     : 5.26년

‧ 사용량(activity)      : 200mCi(×1개), 80mCi(×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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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 factor       : 1.295R‧m2‧h-1‧Ci-1

‧ Gamma energy      : 1.17MeV, 1.33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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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실험방법

감마선을 이용한 투과율 계측실험을 하기 위해 가동 중에 있는 촉매 냉각탑의 

양측에 방사선계측기와 방사선원을 매달아 일정 간격(5cm)으로 움직이면서 검사

하 다. 감마선원으로는 200mCi의 60Co를 이용하 고, 탑을 투과한 감마선의 검출

에는 BGO를 사용하 다. 이때 고열에 의한 BGO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

온 단열재를 검출기에 부착하 다. 각 실험구간에서 감마선원과 방사선 검출기를 

아래 그림 1.와 같이 유지하며 10초간의 투과 감마선을 계수(counting)한 후, 수직

방향으로 일정 간격씩 이동시키면서 측정을 반복하 다. 

감마선원과 계측기의 컬럼 내 상하구동을 위한 automatic scanner를 비롯해 기

타 제반 장비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장비를 사용하 다. 또한 선원

이 바람이나 자체 회전에 의해 선원 조준경이 시간마다 변하여 계측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띠모양(panoramic beam)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source 

holder를 사용하 으며, 현장에서의 실시간 실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   a. Front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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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ver view   >

그림 1. 감마선원과 방사선 검출기 및 구동장비의 실험 배치도

2.2 데이터 처리

방사선이 물체에 조사되면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광자가 흡수되거나 산

란된다. 이같은 현상에 의해 방사선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 tExpII O ⋅⋅−×= ρµ  

(Lambert-Beer's law)의 관계식으로 입사광자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여기서 Io는 

최초의 방사선의 세기이고 I는 물체의 일정 거리를 통과한 후의 방사선의 세기이

며 μ는 주어진 방사선의 에너지와 매질에 의해 결정되는 질량감쇄계수, ρ는 물체

의 도, t는 물체의 두께를 의미한다.  즉 매질을 투과하여 계측기에 검출되는 

방사선의 세기는 방사선이 투과하게 되는 물질의 도와 투과거리에 반비례한 관

계를 가진다. 하지만 방사선원과 계측기 사이에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매질이 위

치할 경우 각각의 물질에 대한 질량감쇄계수를 고려한 정확한 재생계수(build up 

factor: B)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프턴 산란이 우세

한 에너지 역 내에서 질량감쇄계수를 실험 대상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고려한 

유효질량감쇄계수(effective mass attenuation coefficient)를 적용한다.

원형칼럼은 기하학적으로 직경 방향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방사선원과 계측기가 칼럼을 중심에 두고 평행하게 수평이동 할 때, 방사선이 칼

럼을 통과하는 거리는 칼럼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스캔을 하느냐

에 따라 각각 변하게 된다. 즉 감마선원이 칼럼의 중심을 통과할 때 투과되는 촉

매 거리는 최대가 되지만 칼럼의 외벽을 통과하는 투과거리는 최소가 되며, 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촉매투과거리가 감소하는 반면 외벽 투과거리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칼럼 내부에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캔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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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두께의 변화에 따른 감마선 투과량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방사선이 칼럼을 

통과하면서 변하는 칼럼 투과두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중심편차에 따른 감마선의 칼럼 투과두께와 직경의 변화

따라서 감마선원의 중심편차에 따른 칼럼 투과거리의 변화 향과 외벽-내부

촉매-외벽을 통과한 후의 감마선 투과율 변화를 모두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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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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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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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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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easI 은 칼럼을 투과하여 계측된 방사선의 세기, 0I 는 초기 방사선 세

기, 
steel
effµ 과 steelρ 는 각각 칼럼 벽을 구성하는 재질의 유효 방사선 감쇄계수(effective 

attenuation coefficient)와 도, 
catalyst
effµ 와 nternaliρ 은 각각 칼럼 내부 촉매의 유효 방사

선 감쇄계수와 배관 내부 도를 의미한다. 위의 식을 계측결과인 방사선 투과율로

부터 내부 media의 도분포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InlBA(C .measternalin ×−×=ρ  

factorcorrectionGeometryC
scor2

1B,
scor2

scot2)I(nlA catalyst
eff

catalyst
eff

steel
steel
eff0

=
θ⋅⋅µ

=
θ⋅⋅µ

θ⋅ρ⋅µ−
=Θ

계측결과의 분석에서는 배관 재질의 도는 Fe에 해당하는 값을 취하 으나, 

Fe의 60Co 감마선에 대한 방사선 감쇄계수(
Feµ )인 0.0534cm2g-1 대신에 실제 계측

결과에서 칼럼의 좌우 대칭성을 고려하여 실험적으로 구한 유효감쇄계수(
steel
effµ )를 

사용하 다. 결과적으로 위의 식을 통해 칼럼내부의 도 분포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촉매 냉각탑 설비의 가동 중 상태를 실시간으로 현장

에서 평가할 수 있다.

2.3 실험결과 및 분석

2.3.1 Catalyst Cooler의 Gamma Scan

1) 실험개요

실험대상 공정에 대한 구조적 제원 및 실험일자에 대해 아래 표 1.에 나타내었

다. 촉매 냉각탑에 연결된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은 A의 경우 동쪽, 그리

고 B의 경우에는 북서쪽 방향으로 공정에 연결되고 있으며, 수행된 실험구간과 

위치를 다음 그림 3.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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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Gamma scan 실험요약

실험순서 Section ID.(m) THK.(mm) Scan 구간
Scan 회수

(방향별/total)
실험일자

1 A 상단 3.3 127 7m (3 / 4) 9.22

2 A 하단 3.3 127 4.3m (4 / 5) 9.23

3 B 하단 3.3 127 4.3m (4 / 5) 9.23

4 B 상단 3.3 127 7m (2 / 4) 9.23

그림 3. 실험대상(catalyst cooler) 공정 및 scan 구간 

촉매 냉각탑의 외부에 설치된 구조물은 감마선 투과결과에 향을 미치므로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내부의 도 분포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위해서는 실험대상 물체의 외벽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실험 당

시 냉각탑 외부에 설치된 주요 부속 설비에 대한 사진을 아래 그림 4.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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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
(b) Lifting lug (c) Manhole & pipe supit lug

그림 4.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과 lifting lug 설치위치

2) 실험의 재현성 확인

앞서 기술한 gamma scan을 이용하여 칼럼 내부의 도분포를 알기위한 실험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냉

각탑 A와 B 상․하단 모두에 대해 각 1회 이상의 반복 scan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중 A 하단과 B 상단의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5.에 나타내었다. A하단의 경

우 상부에서 시작하여 내릴 경우에 5cm 간격으로 내리고 다시 최하부에서 위로 

10cm 간격으로 올리면서 확인하 으며, B하단의 경우에는 하부에서 시작하여 

5cm 간격으로 올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10cm 간격으로 내리면서 재 실험을 수행

하 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구간에 대해 재 실험을 한 결과

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함을 살펴볼 때, 촉매 냉각탑을 대상으로 수행한 감마스캔 

결과가 측정 오차가 아닌 투과 계측된 내부 density profile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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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하단 >                            < B 상단 >

그림 5. Section 별 재현성 확인을 위한 실험결과

3) Section A, B 상단 실험결과

촉매 냉각탑 A와 B 상단에 대한 gamma scan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때의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6.와 7.에 각각 나타내었다(위치와 구간은 그림 3.참조). 

그래프 상의 원형은 scanning한 실험의 방향(orientation)을 나타내며, 이에 scan 

number와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을 표시하 다. 감마선원과 계측장비는 

촉매 냉각탑 level 13,000mm에 해당되는 위치의 steel grating 상에 설치하 다. 

일정 시간 동안의 높이별 감마선 투과량(count)을 측정하고 이를 도로 환산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아래 그래프 상의 x축 density는 collimated된 감마선원이 촉

매 냉각탑 내부를 지나가는 경로상의 단위질량(unit mass on the path length)을 

의미하고, y축은 실험구간의 상대적인 높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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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ection A 상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그림 6.에서 실험장비 설치위치인 steel grating level에서 전체적인 도의 증

가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Steel grating level 상의 도 증가현상은 grating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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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고정용 지지 anchor가 존재하고 외벽의 두께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의한 현상이다. Scan no.2의 경우 높이 11,200mm 지점에서의 큰 폭 증가현상은 

manhole 구조물의 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manhole 외경 OD. 

1,200mm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한편 scan no.3의 최상단 부위(level 

15,700mm)의 돌출은 lifting lug에 의한 향이다.

촉매가 냉각탑 상부 보다 하부에 쌓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감안할 때, scan 

no.1의 경우 steel grating level을 기점으로 grating 상부가 하부에 비해 내부 촉

매의 분포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Scan no.3의 경우에는 scan 방향

이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을 지나는 경우로서 접속부위와 그 상단부에서 

내부 도의 증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 번의 scan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tube guide의 위치(level 9000∼10,000mm)에서 도의 감소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7. Section B 상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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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상부(그림 7.)의 실험결과에서 scan no.1의 경우 level 15,700mm 부

근에서 돌출현상은 pipe supit lug에 의한 결과이고, scan no.2에서 grating level 

바로 위에서의 변화는 고정용 지지 anchor에 의한 향이다. 또한 scan no.2의 

11,000mm 위치에서의 큰 폭의 증가는 manhole에 의한 향으로 나타난 결과이

다. Scan no.1의 실험결과 중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이 접속되는 level에서 

내부 도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A상단의 동일 방향인 scan 

no.1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 다.

4) Section A, B 하단 실험결과

Section A와 B 하단의 gamma scan 실험을 하기 위하여 최하단 steel grating 

위치로 장비를 이동하고 그 높이를 기준(level 0mm)으로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

다. A와 B 각각의 결과를 아래 그림 8.과 9.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 나타낸 

scanning 방향에서 점선의 사각형은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section A와 B 상하단의 scanning 방향을 

서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표시이다. 즉 가상 연결배관의 수직 위에 실제 

배관이 존재한다.

그림 8.의 level 750mm 지점과 scan no.2의 level 1,250mm 지점에서 현저한 

도의 증가구간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냉각탑 외부의 같은 level에 설치된 2개의 

pipe supit lug와 2개의 lifting lug로 인하여 no.1∼4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며, 특히 no.2의 경우에는 실험방향 선상에 pipe supit lug과 manhole이 바로 옆

에 공존하여 도 증감폭과 역이 다른 scan 결과에 비해 크다. 또한 scan no.4

의 level 4,200mm 부근에서 국부적인 도의 증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냉각탑 외부에 설치된 고정용지지 anchor의 향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험구간의 상단부에서 전체적인 도의 저감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그 위치에서 외부 구조물의 향이 없음을 고려할 때 냉각탑 내부의 촉

매 유동상태가 균일하지 못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촉매층의 level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scan no.1의 경우 level 3,000mm 이상에서 도가 감소하

기 시작하여 level 4,500mm 지점에서는 최대 감소구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촉

매 냉각탑의 3,000mm 이상 지점에서 남쪽 방향의 역이 북측에 비해 촉매의 분

포량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실험의 최저점에 해당되는 



2. 본 론

- 14 -

250mm 부근에서 공통적인 도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air 

distributor 바로 아래에 해당한다.

그림 8. Section A 하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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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하단(그림 9.)의 경우에도 air distributor 하부에는 내부 도가 공

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scan no.3, no.4 방향으로는 내부 촉매가 균

일한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scan no.1 방향의 경우에는 level 3400 지점 

위로 촉매 분포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scan no.2는 level 3700 위로 촉

매량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A 하단의 경우에는 scan 역 no.1, 2, 3 

부근의 상부에서 촉매의 감소구간이 발견되고 있으며, B 하단의 경우에도 no.1, 2, 

3 구간의 상부가 상대적으로 촉매분포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A

와 B 모두 북쪽 방향으로 촉매가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 Section B 하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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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ection B 하단부의 gamma scanning 방향 및 실험결과

2.3.2 Catalyst Riser의 Gamma Scan

1) 실험개요

가동 중에 있는 catalyst riser 내부에 오랜 시간의 가동에 의한 coke 생성유무

와 생성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실험은 scanning line을 선택하는 방

식을 제외하고 catalyst cooler 공정을 진단할 때와 동일한 실험장비와 방법을 이

용하여 수행하 다. catalyst cooler를 실험할 때는 공정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물

을 피하기 위하여 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 지만, riser를 대상으로 한 본 

실험에서는 공정 중심을 지나는 scanning line을 선택하 다. 실험은 catalyst 

riser 설치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두개의 steel grating 중에서 상부 grating 

level(5000mm)에 각종 계측장비 및 실험장치를 설치하 다. 이때 사용된 실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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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정과 실험구간을 아래의 그림 11.에 나타내었으며 scan line의 방향

(orientation)을 그림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0. Gamma scanning line and orientation on the steel grating level 

            

그림 11. 실험대상(catalyst riser) 공정 및 scan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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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의 재현성 확인

실험은 상부 steel grating level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과계측

된 방사선을 계측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아래로 내려갈 당시에는 3cm 간격으로 

10초간 계측된 count수를 측정하 으며, 실험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동일 위치에서 위로 올리면서 5cm 간격 10초간 계수값을 반복 실험하 다.

계측실험 결과를 아래의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 때 x축은 10초간 계측된 

방사선의 수(counts)를 나타내며 y축은 계측위치의 상대적인 높이를 나타낸다. 아

래 그림 12.의 결과에서 계측된 실험데이터가 동일 구간에 대한 재 실험결과와 정

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된 gamma scan 실험에 측정 오차

가 존재하지 않고 공정의 내부 도 분포상태를 정확하게 반 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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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can line별 재현성 확인을 위한 실험결과

3) 실험결과

앞의 그림 10.에 나타낸 scanning line 방향으로 두 번의 gamma scan 실험을 



2. 본 론

- 19 -

수행하 고, 이때 catalyst riser 구조물을 통하여 투과 계측된 counts 결과를 

density 단위로 변환하여 이를 아래의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3. Catalyst riser의 gamma scanning 실험결과

전체적인 그래프의 경향을 살펴볼 때, riser의 nozzle 연결부위 이하( 역(5) 이

하)에서는 두개의 scanning 결과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서로 잘 일치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하단부의 부드러운 곡선 구간은 그림 13.의 왼쪽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iser 자체의 직경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

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그림 13.에서의 역(1)은 국부적인 도의 증가구간

으로서 이는 지지용 anchor에 의한 현상이며, anchor 연결부 center의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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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mm으로 그림상의 최대 도증가부분과 일치하고 직경 560mm 크기는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반 하고 있다.

역(2)와 (3) 구간에서는 1st scan과 2nd scan의 도가 서로 차이가 발생하

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의 결과로 이상거동이 1차에서 혹은 2차 또는 1차 2차 모

두에서 발생하 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 Riser를 대상으로 내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gamma scanning 실험에서 단순히 2번의 scan으로 내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특히 어떤 그래프의 패턴이 reference에 해당되는

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이상거동 구간을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즉 실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catalyst riser 내부에 촉매와 

oil 및 steam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dry scan과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reference scan을 수행하여야 정확한 비교․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여건 상 두개의 실험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

은 가정을 하고 있다. 즉 catalyst riser가 정상조건이라면 직경의 변화가 없는 

riser의 최상단과 최하단 부근에서 도에 특이 돌출부위가 없고 일정한 직선구간

이 존재할 것이고, 전체적인 그래프의 패턴은 외부 구조물의 향이 없는 한 부드

러운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이 같은 가정 하에 level 450 ∼ 3800mm 까지는 1st 

scan의 도패턴이, 그리고 level 3800 ∼ 5620mm 구간은 2nd scan 실험결과가 

정상상태의 reference scan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역(2)와 역(3)

에서의 도 이상분포는 1st scan과 2nd scan 중 1st scan 방향에서 문제가 발생

하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실험 당시 외부적인 구조물이 존재

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내부 촉매의 유동상태가 인근 부근의 상태와 다르거나 혹

은 내부 refractory의 손상 또는 coke의 존재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정확

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관계자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2nd scan의 역(4) 구간인 level 3160 ∼ 3550mm에서는 그 인근에서의 경향

과는 다른 국부적인 도 증가구간이 발견되고 있다. 주변 도분포의 패턴을 고

려해 볼 때, 1st scan의 실험결과가 정상적인 거동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이때 

2nd scan의 도 증가현상은 이 부근에서 coke나 공정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 을 것으로 예측된다. 역(5)에서는 도 증가현상의 peak point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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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간으로서 네모 구간은 nozzle의 연결부위를 나타내는 역이다. nozzle의 

시작위치는 level 2560mm에서 시작하여 3120mm에서 끝나며 560mm의 직경을 가

지고 촉매 riser에 연결되고 있다.

Catalyst riser에 연결된 nozzle 중 최하단 nozzle 연결위치 아래 역에서는 두 

번에 걸친 scanning 실험결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개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동

일한 실험결과를 얻었고 요철구간이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역에서는 riser 내부

에 촉매분포 상태가 균일하며 coke 등과 같이 이물질에 벽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계측구간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직선구간에서 서로의 상대적인 도

차이가 존재한다. 상부는 하부에 비해 직경의 길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감마선

이 지나가는 경로상의 도가 하단부에 비해 약 density 0.25 a.u. 만큼 낮은 값

(약 89%)을 가지고 있다. 이는 riser의 하단부가 상단에 비해 직경이 작음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도가 더 dense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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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가동 중에 있는 촉매 냉각탑에서 내부 촉매의 유동상태를 확인하고, catalyst 

riser 공정 내 coke의 생성유무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Gamma Scanning 실험

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3.1 Catalyst Cooler

∙ Section A 상단의 경우, catalyst regenerator 연결배관이 접속되는 부분과 상

단에서 내부 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6 참조).

∙ Scan 결과, 외부 구조물에 의한 향으로 도량이 변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일부 구간에서 내부 도가 변하는 구간이 관찰되었다(본문 내용참조).

∙ Section A와 B 하단의 실험결과에서 최하부에서 국부적인 도저감 구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air distributor 하부로 그 부분에는 촉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3.2 Catalyst Riser

∙ Nozzle 연결위치 아래 역에서는 riser 내부의 촉매분포 상태가 균일하며 

coke 등과 같이 이물질에 벽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Catalyst riser 실험구간 중 하부의 평균 도가 최상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촉매유동 상태가 더 dense함을 알 수 있다. 

∙ Steel grating과 nozzle 연결부위 사이에 위치하는 역(2)와 역(3) 그리고 

역(4) 구간에서 내부 도분포의 이상거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에 대한 원인에 대해 촉매의 불균일 유동상태나 refractory의 결함 혹은 내부 

벽의 coke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현장관계자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동 중 촉매 냉각탑의 내부 유동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

정 높이에서의 내부유동이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반응기의 

단면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gamma scan(matrix scanning)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금번 실험은 현장 여건 상 많은 데이터를 얻기

는 어려웠으나 취득한 데이터의 재현성은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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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유동상태를 판단하 다.

본 실험 결과는 정성적인 결과를 위주로 분석하 으나 각각의 재질에 대한 정

보를 알고, 실내 실험을 통하여 동일 재질을 calibration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정

확한 정량적인 분석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동 중 촉매 냉각탑과 riser 등과 

같은 공정의 내부 유동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일정 높이

에서 반응기 단면 내부 도분포를 2차원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tomography 

scan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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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실험사진 (Cat. Cooler)

(a) 실험대상 (catalyst cooler) (b)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

(c) 방사선계측기 방열처리 (d)  방사성동위원소 장착

(d) 데이터 수집장치 (e) 방사선계측기 및 칼럼스캐너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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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실험사진 (Cat. Riser)

(a) 실험장치가 설치된 grating level 상부 

(b) 실험장치가 설치된 grating level 하부 

(b) 실험 계측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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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석유화학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들 공정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 중 RFCC(Residual Fluid Catalytic Cracking) 공정은 

유동화된 촉매 속에 상압잔사유를 주입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연료유를 고부가가치의 

경질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정유시설이다. 현재 국내에는 정유설비에 대한 가동 중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반해, 선진국은 1960년대 

이후부터 감마선을 이용한 공정진단 기술을 연구하여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본 실험은 국내에서의 감마선을 이용한 석유화학 설비의 공정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RFCC 설비의 일부분인 catalyst cooler와 catalyst riser를 대상으로 gamma 

scan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Catalyst cooler 내 가동 중 내부촉매의 유동상태와 

비정상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그리고 catalyst riser는 공정내부에 

오랜 운전에 의한 coke 생성유무와 생성위치를 봉감마선원(
60
Co)을 이용하여 진단이 

가능하진 여부를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실험대상 설비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감마선원과 맞은편에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일정간격으로 감마선 투과계측을 하 다. 

계측결과로부터 설비 내부에 존재하는 촉매와 다른 도분포 구간을 발견하 으며, 이는 

추후 현장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감마선원을 이용한 RFCC 부속설비에 

대한 gamma scan 기술이 내부 미디어의 도 분포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인 진단기술임을 확인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RFCC, catalyst cooler, catalyst riser, sealed gamma-ray 

source, gamma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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